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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child, parental, and familial features useful in differentiating among child-maltreatment reported, non-reported at-risk, 
and non-reported intact teen groups. To address this purpose, the study included health, academic achievement, inattentive/hyperactive behaviors, 

conduct problems, emotional symptoms, and self-esteem for child features, health, self-esteem, depression, and warm/accepting parenting attitudes 

for parental features, and parental employment, marital status, education, SES, familial relationships, and familial resources for familial features. 
Study participants were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0 to 18 along with their parents. Maltreatment-reported teens along with their abusive 

parents were recruited from Child Protection Agencies nationwide (42 teen-parent dyads). Community teens along with their parents were 

recruited from elementary, junior high, and high schools as well as local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centers in Seoul, Incheon, and Gyunggi 
areas. This community sample was divided into two groups, the intact group (91 teen-parent dyads) and the at-risk group (179 teen-parent 

dyads), based on scores of the child-reported abuse/neglect scale. Chi square tests and F tests showed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in all 16 child, 

parental, and familial variables investigated in the study.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vealed that parental status of not being in marriage, low 
SES, child inattentive/hyperactive behaviors, parental depression, and poor familial relationships increased the risk of being in the 

maltreatment-reported group as compared to the intact group and that parental college education or upper, poor child health, and poor familial 

relationships increased the risk of being in the at-risk group as compared to the intact group. In addition, parental status of not being in 
marriage, parental education below college, parental low self-esteem, and child's low academic achievement, conduct problems, and high 

self-esteem were found to increase the risk of being in the maltreatment-reported group as compared to the at-risk group. Through this study, 

we could understand which child, parental, and familial factors increase the risk for child maltreatment. Given the findings, we can derive 
practical tips regarding preventive interventions for child mal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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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된 이래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피해아동의 발견, 보

호, 치료, 예방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종합적 업

무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로 이어

졌고 보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 및 ｢아동

복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한 아동학대사건 조사

체계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의 강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례는 2001년 2,105건에서 

2016년 18,700건으로 8.9배 증가하였다(보건복지

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물론 아동학

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로 신고 건수가 증

가한 부분도 있겠으나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상당한 수의 아동학대 피해자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은 다양한 

종류의 심리사회적, 행동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내 통계에 따르

면, 아동학대 피해자로 보고된 청소년의 절반 

이상에서 정서 및 행동 문제의 위험이 보고되고 

있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Office 

of Planning, Research & Evaluation, 2012). 유사하

게 높은 비율이 국내 아동학대 현황 조사에서도 

보고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피해 아동ㆍ청소년

의 60% 정도에서 불안, 주의산만, 우울, 애착 

어려움, 낮은 자아존중감은 물론 반항, 충동, 공

격성, 거짓말, 약물 ·흡연 ·음주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행동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2017). 또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고립감, 또래로부터의 

거부 등 대인관계적 문제와(Bolger & Patterson, 

2001; Elliott, Cunningham, Linder, Colangelo, & 

Gross, 2005; Kim & Cicchetti, 2004) 학교에서의 

적응문제도(박영준, 성효정, 2014) 함께 나타내

고 있어, 그 폐해가 실로 크다 하겠다. 문헌은 

아동학대가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단기적 폐해

뿐 아니라 장기적 폐해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Cook et 

al., 2005; Fergusson & Lynskey, 1997; Kim & 

Cicchetti, 2004; Sousa et al., 2011; Spinazzola et al., 

2005).

아동학대가 야기하는 부정적 폐해는 아동학

대의 조기 탐지와 예방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된 생태학적 위험요인의 

규명을 통한 피해 아동의 조기탐지와 이들을 대

상으로 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

다(이현기, 2005; Belsky, 1980).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십 수 년 간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을 규명

하고 보호요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국내에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몇몇 아동학대와 관련

된 자녀, 부모, 가족, 환경적 위험 혹은 보호 요

인들이 밝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녀의 건강

상태, 인지적 문제, 정서 ·행동적 문제, 자아존

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신체적 문제 및 

정신과적 문제, 그리고 가족적 측면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 구성원 간 응집력과 같

은 요인들이 아동학대의 위험 혹은 보호 요인으

로 확인되고 있다(김혜영, 장화정, 2002; 박혜숙, 

김보기, 2013; 안선경, 양지혜, 정익중, 20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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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 2005;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조은

정, 2014). 

먼저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빈번히 논의

되고 있는 자녀 변인으로는 자녀의 낮은 건강상

태, 낮은 인지 발달 수준, 낮은 환경 적응력, 낮

은 자아존중감과 정서 ·행동 문제가 있다. 이들

은 부모의 자녀 양육을 힘들게 만드는, 즉 부모

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는 자녀 특성들이라 할 

수 있다. Garbarino(1977)는 아동학대를 양육 스

트레스와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 주장하였다. Garbarino

의 관점에 기초할 때, 자녀의 낮은 건강상태와 

인지적 발달, 학교에서의 문제, 기타 자녀의 심

리, 사회, 행동적 문제들은 부모 역할 수행에 부

담과 스트레스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

를 초래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아동학대가 아

동의 장애와 같은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음을 시

사하고 있으며(강지영, 장화정, 김경희, 김미경, 

2017; 박명숙, 2002), 또한 선행연구는 아동학대

가 자녀의 문제행동, 낮은 인지적 능력, 낮은 자

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노충

래, 2002; 조은정, 2014). 보다 구체적으로, 박명

숙(2002)은 장애아동 부모에게서 높은 양육 스

트레스를 발견하였고 이 스트레스가 부모 간 아

동학대적 태도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노충래(2002)는 피학대 아동

의 언어발달지연과 문제행동 심각도가 이들이 

받은 신체학대의 심각성을, 피학대 아동의 인지

발달능력이 이들이 받은 방임의 심각성을 예측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조은정(2014)은 

피학대 위험군 아동이 일반군 아동보다 더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나타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동 특성과 더불어 부모 특성도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앞서도 지

적하였듯,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아동학대를 

만들어 내는 주된 가정 내 변인일 수 있다

(Garbarino, 1977). 따라서 부모의 가정 내 스트레

스, 특히 양육 스트레스에 공헌하는 부모특성은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가 문헌에서 일부 보고되

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Egeland et al.(Egeland, 

Breitenbutcher, Rosenberg, 1980)은 아동을 방임하

거나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스트레스가 높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들은 학대 부모의 스트레스

가 어려운 생활 형편, 부모 자신의 우울 및 정

신건강 문제, 사회적지지 체계의 부족으로부터 

영향 받음을 확인하였다. 유사하게, 소숙희(1986)는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아동학대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시사되고 

있는데, 김혜영과 장화정(2002)의 연구에서 부적

절하고 적대적인 부모 양육태도는 신체학대, 정

서학대, 방임 모두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한편 안선경 등(2012)은 가족영역에서의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국내  

아동학대 연구들을 메타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

록 각 변인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모두를 유의하게 예측하진 않았지만, 가족응집

력, 긍정적 양육태도, 부모-자녀 긍정적 관계, 

부부생활만족이 아동학대의 위험을 낮추는 보호

요인으로, 낮은 부모학력, 부모실직, 부모 건강

문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낮은 가정의 사회경

제적 수준(SES), 갈등적 가정 내 분위기나 부부

관계 등의 부모 및 가족변인이 아동학대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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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발견하였다. 

이들 변인 중 특히 가족응집력, 가정 내 분위기, 

가족구성원 간 관계, 부모학력, 부모 실직, 가정

의 SES는 가족 내 역동을 드러내 주는 지표이거

나 보다 큰 사회적/환경적 맥락 속에서의 개별 

가족의 위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메타분석 결과가 시사하듯, 이들 가족관련 

변인들도 전술한 자녀관련 혹은 부모관련 변인

들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위험을 증가시키거

나 혹은 아동학대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전술한 자녀, 부모, 가족 특징은 모두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촉발시키는 혹은 완충시키는 역

할을 하는 요인들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

를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양육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 

정의한 Garbarino(1977)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

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가 개인, 가

족, 지역사회, 문화 영역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한 Belsky(1980)의 주장과도 일

치하는 것이다.

비록 선행 연구들이 이들 자녀, 부모, 가족 

특성의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시사하고는 있으

나, 이러한 발견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아동들만

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와 관련된 아동, 부모, 가

족 특성을 기술하려는 시도나 학대 재발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을 찾는 시도, 혹은 지역사회군

을 대상으로 학대/방임 부모행동점수와 자녀, 

부모, 가족 특성 간 관계를 검토한 시도를 통해 

조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역사회 집단 중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반

군과 아동학대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위험군을 모두 포함시켜 이들 집단과 실제 아동

학대로 신고 ·판정된 집단 간 변별에 유용한 변

인을 찾으려는 노력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

다. 물론 아동학대 임상군이나 지역사회군 하나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접근은 임상

군, 위험군, 일반군을 함께 포함시켜 진행한 연

구보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적 개입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세 집단 간 비교를 통한 일반군에서 

위험군, 신고군으로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변인

을 찾는 노력은 예방적 접근에 있어 보다 특화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집단

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을 막는 보다 특화된 

예방적 개입의 설계를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위험 혹은 보

호 요인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아동학

대의 예방적 개입에 대한 보다 특화된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앞서 아동학

대 문헌에서 학대와 관련있다고 논의되고 있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들 변인이 지역사회 내 일

반아동군과 위험아동군,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

피해가 보고된 집단 간 변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자녀변인으

로 자녀의 건강상태, 학교성적, 문제증상(부주의/

과잉행동, 품행문제, 정서증상), 자아존중감을, 

부모변인으로 부모의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우

울, 온정 ·수용적 양육태도를, 그리고 가족변인

으로 부모의 취업상태, 혼인상태, 학력, SES, 가

족관계, 가족자원을 선정하여 이들 변인의 집단 

변별에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학대 ·방임 부모양육척도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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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위험군과 일반군을 구분하였다. 본 연

구는 아동학대로 신체 및 정서 학대와 방임에 

집중했는데, 이는 국내 아동학대 유형 중 성학

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분석과(전체 

아동학대 피해 사례의 2.6%를 차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성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들과는 다소 다른 상관물을 가지고 있

음을 시사하는 선행연구 결과에 입각해서였다

(김형모, 2002; 이상균 등, 2017; 이현기, 2005; 

Brown, Cohen, Johnson, & Salzinger,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비교적 동질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체 

및 정서 학대와 방임만을 아동학대 개념에 포함

시켰다. 또한 본 연구는 학대 ·방임 양육행동 

측정에 있어 부모 자기보고를 사용하는 데서 제

기되는 신뢰도, 타당도의 문제를 고려하여 자녀 

보고를 통해 부모의 학대 ·방임 양육행동을 측

정하였다. 이에 부모행동에 대한 보고가 가능한 

초등학교 4학년(만10세)~만18세 아동 ·청소년들

과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위험군, 일반군은 

자녀, 부모, 가족 변인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아동학대 피해 일반군 대비 신고군의 

변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

력은 어떠한가? 

셋째, 아동학대 피해 일반군 대비 위험군의 

변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

력은 어떠한가?  

넷째, 아동학대 피해 위험군 대비 신고군의 

변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

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차 

본 연구의 대상은 지역사회 내 초등학교 4학

년(만10세)~만18세 아동 ·청소년 및 그들의 부

모(주양육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피해 신고된 초등학교 4학년~만18세 아동 ·청

소년 및 그들의 학대 가해 부모였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학대로 판정된 지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있는 사

람들이 대상이 되었다. 지역사회군은 서울, 인

천, 경기에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와 지역 아

동 ·청소년 복지센터에 모집공고를 내어 참가자

를 모집하였고, 아동학대피해 신고군은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전국에 위치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모집공고를 발송해 참가자를 모집하

였다. 연구 참가의 의사를 밝힌 대상자들에게 

연구 취지를 소개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 연

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가한 부모와 아동 ·

청소년은 연구 참가의 대가로 소정의 선물을 제

공받았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쌍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하였다. 부모 및 가족자원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부모보고를 통해, 아동 ·청소년 및 가족기능과 

관련한 자료는 자녀보고를 통해 측정하였다. 총 

312 부모-자녀 쌍으로부터 얻은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중 270개의 자료는 지역사회군

으로부터, 42개의 자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피해군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 참

가한 부모의 연령 평균은 44.97세(SD=4.87)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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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아동·청소년의 연령 평균은 14.56세(SD=2.10)

이었다. 참가부모 중 모는 285명(91.3%), 부는 

27명(8.7%)이었다. 참가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43명(45.8%), 여아가 169명(54.2%)이었으며, 참

가자녀의 발달단계로는 초등학생이 48명(15.4%), 

중학생이 163명(52.4%), 고등학생이 100명(32.2%)

이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군으로부터 아동학대 피

해 위험군을 선정하였다. 아동학대 피해 위험군

은 선행연구에서 여러 준거를 통해 정의되었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 ·방임부모행동척도 총점 

기준 하위 1/3을 제외한 경우(이상준, 2008; 조

은정, 2014), 평균 기준 상위 50%(Voegler, 2000), 

상위 1/3(Luthar, Cicche, & Becker, 2000), 상위 

25%(이해리, 2007), 1 표준편차 위(+1 SD; 박현

선, 1998; Luthar, 1991) 등이 선행연구에서 아동

학대 피해 위험군 정의 준거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방임척도의 모든 문항을 

“1”(=“전혀 없었다”)로 평정한 경우와 7번 문항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을 “2”(=“1년에 1~2번 정

도”)로 평정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을 “1”로 평

정한 경우까지만 아동학대 비신고 ‘일반군’으로 

분류하고 그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는 아동학

대 비신고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7번 문항

은, 아동학대 ·방임부모행동척도의 다른 문항들

과는 달리, 서구 국가에서는 방임의 부모행동으

로 높게 인지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일반에 의

해 크게 방임의 부모행동이라 인지되지 않는 문

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내 현안나(2011)의 

연구에서 이 문항은 다른 학대 ·방임 문항들과 

비교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 의해 가장 높

게 응답되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생 759명 중 

35.1%가 이 문항에 지난 1년간 1번 이상 경험

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문항은 다른 문

항에 비해 일반 가정에서도 보일 수 있는 문항

이라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7번 문항을 “2”로 평정한 응

답자는 전체 312명 중 100명으로 32.1%에 해당

하였고, 여기에 모든 문항을 “1”(=“전혀 없었

다”)로 평정한 응답자 1.6%를 합하면 33.7%로 

전체의 1/3에 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점수

를 받은 참가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위험군으로 

정의하는 것은 총점 기준 하위 1/3을 제외한 경

우(이상준, 2008; 조은정, 2014)와 마찬가지가 되

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문항을 “1”로 평정

하거나 7번 문항을 “2”로 평정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을 “1”로 평정한 경우를 일반군으로 정의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비신고군 중 위험군과 일반

군을 분류하였다. 270개의 지역사회군 자료들 중 

비신고 일반군에 속하는 자료는 91개(33.7%), 비

신고 위험군에 속하는 자료는 179개(66.3%)였다.

  

2. 연구도구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에 참가한 부모 및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파악을 위해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연

구문제인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대 비신고 위험

군 대 비신고 일반군 간 구분에 유의한 변인 확

인을 위해 본 연구는 부모, 자녀, 및 가족 관련 

요인들을 측정하는 인구통계학적 정보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보고 척도에는 보고

자 종류, 보고자 연령, 보고자 혼인상태, 보고자 

학력, 보고자 취업상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SES)를 묻는 6개의 문항을, 자녀보고 척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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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별과 발달적 지위를 묻는 2개 문항을 

포함시켰다. 특히 부모의 혼인상태, 학력, 취업

상태, SES는 아동학대 가족관련 위험 및 보호 

요인의 파악을 위해 연구에 포함시켰다.

학대 ·방임 부모행동

학대 ·방임 부모행동은 본 연구팀에 의해 새

롭게 구성된 13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적 학대의 측정을 위해 가족내 학대와 폭력 

측정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Conflict Tactics 

Scale(CTS; Straus, 2005)의 문항들을 일부 활용하

였고,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측정을 위해 아동

학대국제상임위원회(International Standing Committee 

on Child Abuse, ISCCA)의 제시 기준을 중심으로 

굿네이버스가 아동학대상담사업연구(1998)를 위

해 개발한 척도 문항들을 일부 활용하였다. 여

기에 본 연구팀이 자체 제작한 문항들을 첨가하

여 아동학대 ·방임 부모행동척도를 구성하였다.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방임 부모

행동척도는 보고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 부

모행동을 자녀가 보고하도록 하는 자녀보고 형식

을 취하였다. 자녀는 각 문항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1(=전혀 없었다),

2(=1년에 1~2번 정도), 3(=2~3개월에 1~2번 

정도), 4(=한달에 1~2번 정도), 5(=일주일에 

1~2번 정도) 중 하나를 고르도록 요구된다. 역

채점 문항은 없으며, 13-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

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점수 범위는 13~65점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내 아동학대 ·방임 정

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아동학대

·방임 부모행동척도의 Cronbach's ɑ는 .79였다. 

앞서 연구 대상 및 절차에서도 소개하였듯, 

본 연구는 아동학대 ·방임 부모행동척도 점수를 

이용하여 아동학대 비신고된 지역사회군을 일반

군과 위험군으로 구분하였다. 즉, 모든 문항을 

“1”(=“전혀 없었다”)로 평정하거나 7번 문항을 

“2”로 평정하고 그 외의 문항을 “1”로 평정한 

응답자까지를 일반군, 그리고 그 외의 경우를 

위험군으로 정의하였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대 비신고위험군 대 비신고일반군 간 아동학대

·방임 부모행동척도 점수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자녀가 보고한 학대방임 부모행동점

수는 신고군에서 가장 높았고, 위험군, 일반군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 아동학  피해 신고군, 학 비신고 고 험군, 학 비신고 일반군 간 자녀보고 부모학 방임 수에서의 

차이 검증 결과

변인 집단 N M SD F 사후검증(LSD)

학대방임

학대 피해 신고군a 41 18.46 6.46

30.62***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17.05 4.35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13.49  .50

*p<.05, **p<.01, ***p<.001 (two-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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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부모의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대 비신고 

위험군 대 비신고 일반군 간 구분에 유용한 변

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녀의 건강상

태와 부모의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을 새롭

게 구성하여 설문 패킷에 포함시켰다. 자녀와 부

모의 건강 상태는 해당 보고자에게 각각 “현재 

여러분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와 “귀하의 건

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로 질문함

으로써 측정하였다.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5점 

Likert 척도(1=매우 나쁘다~5=매우 좋다)를 사용

하여 평정하도록 요구되며, 높은 점수는 높은 건

강상태를 의미한다.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SE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 연

령 범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13개 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의 아동 ·청소년 버전을,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성인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10

개 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의 성인 버전을 사

용하였다. 각 문항은 1(=대체로 그렇지 않

다)~4(=항상 그렇다)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요구된다. 아동 ·청소년용에서의 5개 

문항(9, 10, 11, 12, 13번 문항)과 성인용에서의 5

개 문항(3, 5, 8, 9, 10번 문항)은 역채점 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보고된 아동 ·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ɑ는 

.90, 자기보고된 부모의 자아존중감 척도의 

Cronbach's ɑ는 .81이었다. 

자녀 학교 성적

자녀 학교 성적이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대 

비신고위험군 대 비신고일반군 간 차이를 만들

어내는 위험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자녀의 학교 성적을 측정하는 1개 문항을 구성하

여 연구에 포함시켰다. 전과목 학교 성적 평균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아동, 청소년은 1(=아주 못

함), 2(=중간 이하), 3(=중간), 4(=중간 이상), 5(=

아주 잘함) 중 하나를 고르도록 요구된다. 높은 

점수는 학교 성적이 좋음을 의미한다. 

자녀 문제행동: 부주의/과잉행동, 품행, 정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대 비신고위

험군 대 비신고일반군 간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

로 자녀의 문제행동 특성이 작용하는지 확인하

기 위해 자녀의 문제행동을 포함시켰다. 연구는 

자녀의 문제행동으로 부주의/과잉행동, 품행문제, 

정서증상을 선정하였다. 이들 변인의 측정을 위

해 본 연구는 Goodman(1997)의 강점/난점 질문지

(Strengths & Difficulties Questionnaire, SDQ)를 활용

하였다. SDQ는 4~16세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병

리를 선별하기 위한 25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

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지향행동(5문항), 부주의/과

잉행동(5문항), 품행문제(5문항), 정서증상(5문항), 

또래문제(5문항)의 5개 영역에서의 아동, 청소년 

문제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0(=전혀 아니다), 

1(=다소 그렇다), 2(=분명히 그렇다) 중 하나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을 위해 이 중 부주의/과잉행동, 품행문제, 정서

증상 척도의 15개 문항만을 사용하였고, 아동 ·

청소년의 자기보고를 통해 이들 문제 정도를 측

정하였다. 부주의/과잉행동에서의 2개 문항(21번, 



김 수⋅이 주⋅김세원⋅유조안⋅이상균⋅진미정 / 십  아동학  피해 신고군, 비신고 험군, 비신고일반군의 자녀, 부모, 가족 특성 비교

- 9 -

25번)과 품행문제에서의 1개 문항(7번)은 역채점 

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아동 ·청소년 문제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의 부주의/과잉행동척도의 Cronbach's ɑ는 .71, 

품행문제척도의 Cronbach's ɑ는 .59, 정서증상척도

의 Cronbach's ɑ는 .71이었다.  

부모의 우울

본 연구에서의 부모의 우울은 Radloff(1977)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y-Depressio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ES-D는 자기보고형 우울

척도로, 우울증의 1차 선별을 위해 주로 사용되

는 도구이다.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한 주간 각 문항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

지 1(=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이하)~4(=대

부분 그렇다, 일주일에 6일 이상) 중 하나로 평

정하도록 요구된다. 2개 문항(2번과 7번)은 역채

점 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음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CES-D의 Cronbach's ɑ는 .88이

었다. 

부모 온정 ·수용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의 부모 온정 ·수용 양육태도는 

Schaefer(1965)의 양육행동 모형을 기반으로 박영

애(1995)가 개발한 아동용 양육행동척도를 김문

정(2003)이 수정 ·보완한 부모양육태도 척도 중 

온정 ·수용양육 하위차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온정 ·수용양육태도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온정적, 수용적 양육태

도를 측정한다. 각 항목은 1(=거의 그렇지 않

다)~4(=매우 그렇다)의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

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온정 ·수

용적 양육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부모 자기보고된 온정 ·수용양육태도 척도의 

Cronbach's ɑ는 .86이었다. 

가족관계와 가족자원

본 연구에서의 가족건강성 변인인 가족관계와 

가족자원은 Yoo(2004)의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

의 가족관계와 가족자원관리 하위척도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는 

자녀보고를 활용하여, 가족자원은 부모보고를 활

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족관계 척도는 가족구성원 

간 긍정적 의사소통, 유대의식, 애정정서 등을 측

정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자

원관리 척도는 건설적인 가족으로 기능할 수 있

는 혹은 가족이 직면한 문제 상황에 적절히 대

처할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규범과 규칙, 환경, 체

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두 척도 모두 

각 문항은 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

다)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되

어 있다. 가족관계에서의 높은 점수는 긍정적 가

족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가족자원관리에서의 높

은 점수는 적절한 가족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녀가 평정한 가족관계 

척도의 Cronbach's ɑ는 .95, 부모가 평정한 가족자

원관리 척도의 Cronbach's ɑ는 .91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통계 소프트웨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2.0을 사용하였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

증을 위해 Cronbach's ɑ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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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이하 신고군) 대 학대비신고 위험군(이하 

위험군) 대 학대비신고 일반군(이하 일반군) 간 

자녀, 부모, 가족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

기 위해 F-검증(결과변인이 양적변인인 경우)과 

카이검증(χ2;; 결과변인이 질적변인인 경우)을 실

시하였다. 유의한 F값이 나온 경우, 유의한 점수 

차이의 소재(locus)를 파악하기 위해 사후검증

(LSD)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군 대 신고

군, 일반군 대 위험군, 위험군 대 신고군의 구분

에 유의한 자녀, 부모, 가족 변인을 확인하고 그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전진투입방법을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 아동학 피해 신고군, 학 비신고 고 험군, 학 비신고 일반군 간 부모 혼인상태, 가정 SES, 부모 취업

상태, 부모 최종학력에 한 응답에서의 차이 검증 결과

변인      구분
학대피해신고군

       (N=42)

학대비신고위험군

    (N=179)

학대비신고일반군

      (N=91)
χ2 

혼인상태
혼인상태 23(54.8%) 176(98.3%) 86(94.5%)

83.29***

비혼인상태 19(45.2%) 3(1.7%) 5(5.5%)

SES

상 0(0.0%) 0(0.0%) 0(0.0%)

42.46***

중상 2(4.9%) 19(10.6%) 11(12.2%)

중중 8(19.5%) 92(51.4%) 56(62.2%)

중하 20(48.8%) 58(32.4%) 21(23.3%)

하 11(26.8%) 10(5.6%) 2(2.2%)

취업상태

전일제 10(24.4%) 83(46.4%) 50(54.9%)

11.28*시간제 8(19.5%) 25(14.0%) 8(8.8%)

비취업 23(56.1%) 71(39.7%) 33(36.3%)

최종학력

대졸이상 9(21.4%) 141(78.8%) 56(61.5%)

68.96***고졸 22(52.4%) 37(20.7%) 29(31.9%)

중졸이하 11(26.2%) 1(0.6%) 6(6.6%)

SES=socio-economical status; *p<.05, **p<.01, ***p<.001 (two-way).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학  피해 신고군, 비신고 험군, 비

신고일반군 간 자녀, 부모, 가족 특성에서의 

차이 검증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위험군, 일반군 간 자

녀, 부모, 가족 특성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검증(χ2)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카이검증

의 결과는 <표 2>에, F-검증의 결과는 <표 3>

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집단은 부모의 혼인상태 대 비혼인상태에 대

한 응답 비율에서, SES의 상, 중상, 중중, 중하, 

하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전일제, 시간제, 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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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동학 피해 신고군, 학 비신고 고 험군, 학 비신고 일반군의 자녀, 부모, 가족 특성에서의 차이 

비교 결과

     변인  집단 N    M      SD F
사후검증

(LSD)

자녀건강상태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1 4.07 .85

15.29***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4.09 .68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4.56 .62

자녀학교성적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1 3.05 1.12

10.35***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3.68 1.07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3.90 .78

자녀

부주의/과잉행동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1 3.90 2.25

11.62***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3.00 2.04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2.15 1.81

자녀품행문제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1 2.68 1.46

7.00**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1.99 1.35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1.73 1.35

자녀정서증상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1 3.22 2.79

4.67*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2.78 2.18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2.11 1.67

자녀자아존중감

(자녀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1 40.20 6.38

8.23***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39.54 6.43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42.78 5.76

부모건강상태

(부모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2 2.76 .88

15.59***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3.37 .70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3.48 .66

부모자아존중감

(부모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2 18.71 4.53

18.20***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21.13 3.65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22.84 3.39

부모우울

(부모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1 21.24 7.66

21.65***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16.41 5.21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14.71 4.02

부모

온정·수용양육

(부모자기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2 26.17 4.76

6.42**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27.42 3.62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28.78 4.69

가족자원

(부모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2 28.90 9.14

16.73***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34.08 7.06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36.74 6.66

가족관계

(자녀보고)

학대피해 신고군a 41 36.39 10.41

18.95*** a<b<c학대비신고 위험군b 179 39.27 8.04

학대비신고 일반군c 91 44.42 6.07
*p<.05, **p<.01, ***p<.001 (two-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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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대졸이상, 고졸, 중졸

이하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 집단은 자녀의 건강상태, 학교성적, 부

주의/과잉행동, 품행문제, 정서증상, 자아존중감

과 부모의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우울, 및 온정 ·

수용 양육태도, 그리고 가족자원과 가족관계에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점수 

차이의 소재는 <표 3>의 사후검증결과에 제시

되어 있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험군과 일반군

에서는 95% 이상이 혼인상태에 있었던 데 반해 

신고군에서는 54.8%만이 혼인상태에 있었다. SES, 

취업상태, 최종학력의 하위구분들에 대한 분포에 

있어서도 위험군과 일반군은 유사한 분포양상을 

나타낸 반면 신고군은 이 두 집단과는 다소 다

른 분포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위험군과 일반군

에서는 중중층, 전일제 취업상태, 대졸이상이라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신고군

에서는 중하층, 비취업상태, 고졸이라 응답한 사

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물론 중중층, 전일제 

취업상태라 응답한 비율은 위험군에서보다 일반

군에서 다소 더 높았고 대졸이상이라 응답한 비

율은 일반군에서보다 위험군에서 다소 더 높았

지만, 전반적인 응답 양상에서 위험군은 신고군

보다는 일반군에 더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집단 간 점수에서의 차이를 검증한 <표 

3>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의 부주의/과잉행동, 부모의 자아존중

감과 우울, 가족자원관리와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세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

모의 자아존중감과 가족자원, 가족관계와 같은 

긍정적 변인에 있어서는 일반군이 가장 높게 그

리고 위험군과 일반군 순으로, 자녀의 부주의/과

잉행동과 부모의 우울 수준과 같은 부정적 변인

에 있어서는 신고군이 가장 높게 그리고 위험군

과 일반군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험군과 신고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

지만 일반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보

인 경우와 일반군과 위험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지만 신고군과의 비교에서는 유의한 차

이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 <표 3>에서 볼 수 있

듯, 신고군과 위험군은 일반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낮은 자녀 건강상태, 자녀 자아존중감, 부모 

온정 ·수용 양육태도를 나타내었고 유의하게 더 

높은 자녀 정서증상을 나타내었다. 반면, 일반군

과 위험군은 신고군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자녀 학교성적과 부모 건강상태를 나타내었고 유

의하게 더 낮은 자녀 품행문제를 나타내었다. 

2. 일반군 비 아동학  피해 신고군의 변

별에 향을 주는 자녀, 부모, 가족 특성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에 포함될 

위험을 높이는 변인을 추출하고 그 영향력을 알

아보기 위해 총 16개의 자녀, 부모, 가족 변인을 

전진방법으로 투입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비혼인상태, 

자녀부주의/과잉행동, 부모우울은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 신고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유의하게 

높이는 변인인 것으로, SES의 상승과 긍정적 가

족관계는 신고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유의하게 

낮추는 변인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혼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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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비교해 비혼인상태에 있을 때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로 신고될 가능성은 24.8배 높았고, 가정

의 SES가 하층에서 중하, 하층에서 중중, 하층에

서 중상으로 이동할 때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로 

신고될 가능성은 각각 76.9배. 142.9배, 13배 감소

하였다. 또한 자녀의 부주의/과잉행동점수와 부

모우울점수가 1단위씩 높아질수록 그리고 긍정적 

가족관계점수가 1단위씩 낮아질수록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로 신고될 가능성은 각각 1.9배, 1.3배, 

1.2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혼인상

태, SES, 자녀부주의/과잉행동, 부모우울, 가족관

계 변인들은 일반군 대비 신고군 변별에 있어 

전체 변량의 54%(Cox-Snell R2=.54)를 설명하는 것

으로 발견되었다.

3. 일반군 비 아동학  피해 험군의 변

별에 향을 주는 자녀, 부모, 가족 특성

일반군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아동학대 위험군

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변인을 추

출하고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총 16개의 자

녀. 부모, 가족 변인을 전진방법으로 투입하는 로

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가 <표 4>

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군과 아동

학대 위험군 간 비교에서 자녀의 취약한 건강상

태는 아동학대 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

이는 변인인 것으로, 부모학력의 감소와 긍정적 

가족관계는 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낮추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학력이 대졸이상

에서 고졸, 대졸이상에서 중졸로 떨어질수록 일

반군 대비 아동학대 위험군으로 분류될 가능성

이 각각 47.6배, 1.7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녀의 건강상태가 1단위씩 나빠질수록, 그리

고 가족관계점수가 1단위씩 낮아질수록 일반군 

대비 아동학대 위험군에 포함될 가능성은 각각 

2.4배와 1,1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이 일반군 대비 위험군 변별에 기여하는 정

도는 전체 변량의 20%(Cox-Snell R2=.20)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아동학  피해 험군 비 신고군의 변

별에 향을 주는 자녀, 부모, 가족 특성

아동학대 피해 위험군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신고군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변

인을 추출하고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총 16

개의 자녀, 부모, 가족 변인을 전진방법으로 투입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도 역시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부모의 비혼인상태, 낮은 학력, 자

녀의 품행문제,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위험군 대

비 신고군으로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변

인으로, 자녀의 학교성적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위험군 대비 신고군으로 포함될 가능성을 낮추

는 보호변인으로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부모의 비혼인상태와 고졸학력 및 중졸학력

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대졸이상 학력과 비교해 

신고군이 될 가능성을 각각 110.2배, 181.5배, 

11.6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 학교

성적과 부모 자아존중감 점수가 1단위씩 떨어질

수록, 그리고 자녀 품행문제 점수와 자아존중감

점수가 1단위씩 높아질수록 위험군 대비 신고군이 

될 가능성은 각각 2.8배, 1.2배, 1.5배, 1.2배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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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거집단 비 비교집단 발생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인에 한 분석  

 신고군 vs. 일반군(준거집단) 비교

변인 B OR  99% CI

부모비혼인상태(비혼인=1)  3.21**  24.78 (3.13, 196.16)

SES(중하=1) -4.36* .01 ( .00,   .51)

SES(중중=2) -4.92*** .01 ( .00,  .11)

SES(중상=3) -2.57* .08 ( .01,  .79)

자녀부주의/과잉행동 .63** 1.88 (1.21, 2.91)

부모우울 .24*** 1.28 (1.12,  1.46)

긍정적가족관계 -.17*** .85 ( .77, .93)

Final Model Summary -2LL = 55.94, Cox-Snell R2=.54, LR χ2=97.31*** (5단계)

 위험군 vs. 일반군(준거집단) 비교

변인 B OR 99% CI

부모학력(고졸=1)  -3.85**  .02 ( .00,  .22)

부모학력(중졸이하=2) -.55+ .58 ( .30, 1.09)

자녀취약한건강상태 .89** 2.44 (1.47, 4.04)

긍정적가족관계 -.08*** .92 ( .88,  .96)

Final Model Summary -2LL = 283.16, Cox-Snell R2=.20, LR χ2=59.75*** (3단계)

 신고군 vs. 위험군(준거집단) 비교

변인 B OR 99% CI

부모비혼인상태(비혼인=1)   4.70***  110.20 (14.05,  864.28)

부모학력(고졸=1)   5.20*** 181.46 (10.17, 3238.81)

부모학력(중졸이하=2)   2.45*** 11.64 ( 3.26,   41.49)

자녀학교성적 -1.03** .36 (  .19,     .69)

자녀품행문제 .43* 1.54 ( 1.03,    2.29)

자녀자아존중감 .20** 1.22 ( 1.08,    1.39)

부모자아존중감 -.22** .81 (  .69,     .94)

Final Model Summary -2LL = 82.24, Cox-Snell R2=.41, LR χ2=115.59*** (6단계)

부모비혼인상태(혼인상태=0), SES=사회경제적지위(하=0), 부모취업상태(전일제취업=0), 부모학력(대졸이상=0); -2LL=-2 

log likelihood. OR=odds ratio. LR=likelihood ratio; +p<.10, *p<.05, **p<.01, ***p<.001 (two-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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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으로 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이 부모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의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의 진행을 돕는데 반해 

십대 자녀에 있어서는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의 

진행을 막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혼인

상태, 학력, 자아존중감, 자녀의 학교성적, 품행문

제, 자아존중감이 위험군 대비 신고군 변별에 기

여하는 정도는 전체 변량의 41%(Cox-Snell R2=.41)

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아동학대 피해 신고군, 비신고된 위

험군, 및 학대위험이 없는 일반군을 대상으로 이

들 집단을 변별하는 자녀, 부모, 가족 변인을 찾

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포함된 총 16개의 자녀(건강상태, 

학교성적, 부주의/과잉행동, 품행문제, 정서증상, 

자아존중감), 부모(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우울, 

온정 ·수용양육태도), 가족(부모취업상태, 부모혼

인상태, 부모학력, 가정의 SES, 가족관계, 가족자

원) 특성들은 아동학대의 일반군, 위험군, 신고군 

변별에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χ2;와 F 검증의 결과는 이들 16개 특성 각각이 

집단 간 변별에 유의한 공헌을 하고 있음을 보

여주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함께 투입된 16

개 변인들 중 일반군 대비 신고군, 일반군 대비 

위험군, 그리고 위험군 대비 신고군 변별에 유용

한 변인의 추출을 가능하게 하였다. 로지스틱 회

귀분석 결과, 부모비혼인상태, 가정의 낮은 SES, 

자녀부주의/과잉행동, 부모우울, 긍정적 가족관계

의 부족은 일반군 대비 신고군에 포함될 위험을, 

대졸이상의 부모학력과 취약한 자녀건강상태, 긍

정적 가족관계의 부족은 일반군 대비 위험군에 

포함될 위험을, 그리고 부모의 비혼인상태, 고졸

이나 중졸 학력, 및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낮은 학교성적, 높은 품행문제, 높은 자아존중감

은 위험군 대비 신고군에 포함될 위험을 유의하

게 높이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특히, 부모의 비혼인 상태는 준거집단이 일반

군이든 위험군이든 아동학대 신고군에 포함될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비혼인 상태는 신고군에 포함될 위험을 

준거집단 대비 작게는 25배, 크게는 110배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아동학대 피해자로 

신고될 가능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긍정적 가

족관계는 일반군이 위험군 혹은 신고군으로 진

행되어 가는 것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16개 각 변인이 아동학대 신고

군, 위험군, 일반군 구분에 유용한 역할을 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서 서론에서 소개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e.g. 김혜영, 장화정, 

2002; 박혜숙, 김보기, 2013; 안선경 등, 2012; 이

현기, 2005; 장화정 등, 2000; 조은정, 2014; Brown 

et al., 1998). 이는 또한 최근 국내 아동학대 현황

에 관한 연구(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에서 보고된 국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

년, 가해부모, 가족의 특성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16개의 변인들 중 어떤 변인이 신고군과 

위험군 예측에 유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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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자녀(부주의/과잉행동, 건강상태, 학교성

적, 품행문제, 자아존중감), 부모(우울, 자아존중

감), 가족 요인(혼인상태와 학력은 부모변인이면

서 동시에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가족 

관련 변인이기도 함, SES, 가족관계)이 함께 아동

학대의 위험을 높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어

떤 집단쌍이 비교되느냐에 따라 예측에 유의한 

자녀, 부모, 가족 요인의 조합이 다소 다르긴 했

으나, 세 집단쌍 비교 모두에서 자녀, 부모, 가족 

요인은 함께 집단 구분에 유용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아동학대를 개인내적 요인×환경적 요인의 

결과물로 가정한 Belsky(1980)의 생태학적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본 연구는 부모혼인상태, SES, 부모학력

과 같은 가족 빈곤, 부모 스트레스, 부모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족을 예측케 하는 가족변인들이 

아동학대에 있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을 발견하였다. 일부 선행 연구들은 가정의 빈곤

상태, 부모의 스트레스나 직업유무가 다른 가족 

혹은 부모 변인들보다 학대 ·방임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가족영역에서

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국내 아동학대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안선경 등

(2012)의 연구와 가정 빈곤이 아동 학대와 방임

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밝힌 김광혁과 김예성

(2008)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이다. 특히 김광혁

과 김예성은 가정 빈곤이 부모우울을 높이고 이

것이 다시 가족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학대 ·

방임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일부 맥을 같

이 하며, 이들 결과는 모두 재정적 혹은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으로 야기된 부모 스트레스나 빈

곤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변인이 아동학대에 있어 

상반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

표적으로, 대졸 이상의 부모학력은 본 연구에서 

일반군이 아동학대 위험군으로 발달하는 데에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위험군에서 실제 아동

학대 신고군으로 발달하는 데에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라는 요

인이 부모와 자녀에서 아동학대에 서로 다른 역

할을 수행하고 있음도 보여주었는데,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 가는 경로에서 부모의 높은 자아존

중감은 신고군이 될 위험을 낮췄던 반면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신고군이 될 위험을 높였다. 

부모학력 수준의 일반군에서 위험군으로의 진

행에서의 역할과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의 진행

에서의 역할 간 차이는 아동학대에 있어 변인 

간 상호작용(중재효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로 사료된다. 김광혁(2005)은 빈곤과 신체

학대 간 유의한 관계가 저소득층에서만 관찰됨

을 발견하였고, 또한 빈곤과 신체학대 간 관계가 

남아의 경우 부모의 자녀 선호 여부에 따라 변

동을 보인 반면 여아의 경우 부모의 자녀 선호 

여부에 따라 변동을 보이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이처럼, 부모학력과 관련한 본 연구의 결과도 여

러 변인 간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드러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군에서 위험

군, 그리고 위험군에서 신고군으로의 진행을 보

다 정확히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로 판단

된다. 

한편 자아존중감이 부모와 자녀에서 차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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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하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위험군이 신고군

으로 전환될 경우에서만 유효하였다. 관련 문헌

을 살펴보면,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교적 

일관되게 자녀학대의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는 

반면(e.g., Brown et al., 1998), 자녀의 낮은 자아존

중감은 자녀학대의 원인보다는 결과로서 주로 

논의되고 있다(e.g., 이정아, 2018; 현안나, 2011).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조명하

지 못했던 자녀 자아존중감의 아동학대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임상

적 가치가 있다 하겠다. 물론 본 연구는, 아동학

대 문헌에서의 예측과 일관되게(조은정, 2014), 

위험군과 신고군보다 일반군에서 부모 및 자녀 

자아존중감 수준이 더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이 위험군에서 신고군

으로 진행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

여준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현기(2005)는 부모의 학

대 빈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부모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임을 발견하였고, Pirooz(2015)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에서 높은 자기주장성

이 보고됨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군에서 나타나

는 자녀학대로 인해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발달시킬 수 있고(이현기, 2005), 이 상황

에 놓인 자녀들 중 자아존중감이 높은 자녀는 

낮은 자녀에 비해 학대적 부모행동의 부당함을 

자기주장할 가능성이 더 높다(Pirooz, 2015). 이는 

학대적 부모의 공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함과 동

시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학대 신고를 하도록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 물론 추후 연구를 통해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예방적 개입에 대

한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과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의 일차 예방

(primary prevention) 프로그램의 구성과 아동학대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이차 예방(secondary 

prevention) 프로그램의 구성 모두에 도움이 될 만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일반군에서 위험군 

혹은 신고군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위험요인 혹

은 보호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위험요인의 감소 및 보호요인의 증가를 

통한 일차적 예방 프로그램의 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위험군에서 실제 아동학대 신고

군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집단은 누구이며 이

들을 위한 이차적 예방 프로그램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그 

임상적 유용성이 크다 하겠다. 

물론 일부의 발견은, 예를 들면 비혼인상태, 

SES, 부모학력, 자녀 건강상태와 같은 요인은, 상

담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한 접

근보다는 사회 ·정책적 변화를 통한 접근이 요구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들 변인은 앞서도 논의

하였듯 사회지지체계의 확대나 기존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부모스트레스 감소라는 관점

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

을 통한 접근이 일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일차 예방 프로그램 

구성 시 긍정적 가족 관계, 가족 응집성, 가족 구

성원 간 의사소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가족치료적 접근으로 

성취 가능한 것으로, 이런 목적의 가족치료는 가

족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족 내 쟁점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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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고 가족 구성원 간 상호작용 방식의 직접적 

변화를 유도하는 요소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내 당면 문제의 해결과 긍정적 가족 

조망을 가지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는 것

을 강조하는 가족치료적 접근(예, 단기해결중심

가족치료, 이야기 가족치료, 인지행동적 가족치

료)도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

다. 특히 후자의 접근은 단기 진행에 적합한 형

식을 갖추고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활용이 더욱 

제안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일차 및 이차 예방적 

개입 모두에서 부모양육훈련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시시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아동학대 현황 

보고에서도 시사된 바로, 학대행위자의 35.6%가 

양육태도/양육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고 이는 학대행위자가 보이는 특성 중 가장 

두드러진 특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대부분의 부모양육

훈련은 부모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와 양육효능감 

증가, 및 자녀 문제행동의 감소와 적응행동의 증

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azdin의 

부모관리훈련(parent management training, PMT)은 

역기능적 부모-자녀 상호작용을 변화시키고 자녀

의 친사회적 기능을 증가시키는데 유용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즉 부모-자녀 상호작용 뿐 아니

라 자녀의 부주의/과잉행동이나 품행 문제를 다

루는데도 효과적이었다(Kazdin, 2005). 더욱이 

PMT는 부모 우울감이나 자아존중감에도 효과적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Kaminski & Claussen, 

2017; Kazdin, 2005) 예방적 부모양육훈련 방법으

로 활용될 것이 추천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학대 위험

군으로 탐지된 십대들 중 자아존중감이 높은 이

들에 대한 특별한 개입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

다. 앞서도 논의하였듯,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위

험군에서 신고군으로의 진행을 촉발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학대 위험군 중 자아

존중감이 높은 십대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안전

교육 혹은 자기방어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이

러한 교육은 위험 상황(학대가 발생하려 하는 혹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략(예, 부모에게 맞대

응하기 보다는 외부 도움망이나 지원망을 활용

하기)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학대 피해가 신고된 임상군과 지역사회 내 아동

학대 위험군 및 일반군으로부터의 자료분석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탐지와 예방에 관한 보다 

특화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이전 아동학대 연구 분야에

서 시도가 부족했던 접근으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는 아동학대의 조기탐지

와 예방 문제를 전달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 연구의 확

장과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를 유형별(예를 들면, 정서학대, 신

체학대, 방임)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일반군, 위

험군, 신고군 구분에 유용한 변인을 찾는 노력이 

추후 연구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조명되지 않았지만 아동학대의 

또 다른 중요한 유형인 성학대를 조명하려는 노

력도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성학대 신

고군과 이러한 위험이 낮은 일반군 간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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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자녀, 부모, 가족 변인을 찾는 노력은 아

동학대 문제의 예방과 개입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부모학

대/방임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녀 보고

를 활용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부모행동의 보고

가 가능한 십대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하

지만 조기 탐지와 개입의 목적을 위해서는 영아, 

유아, 초기 아동과 같은 어린 연령집단을 대상으

로 한 아동학대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탐색

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와 같은 목적의 연구가 진행될 것을 촉

구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학대 위험군 정의를 위해 

아동학대 ·방임부모행동척도 총점 기준 하위 1/3

을 제외한 경우라는 준거(물론 약간의 수정을 가

하기는 했지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미 연구

방법 섹션에서도 소개한 바 있듯, 이 외에도 다

양한 준거들이 문헌에서 위험군 정의를 위해 사

용되고 있다(e.g., 평균 기준 상위 50%,, 상위 1/3, 

상위 25%,, 1 표준편차 위). 따라서 다양한 방식

으로 정의된 위험군을 포함시켜 집단 간 구분에 

유용한 변인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진행될 것이 

제안된다. 

넷째, 앞서 논의하였듯 선행 연구는 일부 변인

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아동학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e.g., 김광혁, 2005). 이

러한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단순한 학대의 예언

변인 추출이 아닌 이들 변인 간 상호작용의 분

석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도는 아동학

대 현상의 보다 정확한 이해와 예측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변인들이 

실제 아동학대 발생을 예측하는지 확인하는 종

단설계의 연구나 아동학대 위험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보

호요인을 증가시키는 개입이 효과적인가를 탐색

하는 연구가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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